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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해, 새로운 털복숭이 친구들 

12 월에 대규모 개 입양이 전년도에 비해 두 배로 증가한 후 25 파운드 이상 개에 

대한 입양 비용 면제 
 

캘리포니아 터스틴(2023년 1월 4일) – OC 동물 관리에서 입양하여 새로운 털복숭이 친구와 함께 새해를 

축하하세요! 2022년 12월 프로모션 기간 동안 이러한 성공적인 입양률로 OC 동물 관리는 2023년 1월 내내 

25파운드 이상의 개 입양을 강조하고 장려하기 위해 입양 수수료를 계속 면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.  

2022년 12월 연말연시 입양 프로모션 기간 동안 2021년 12월 같은 체중 범위의 개 45마리에 비해 25파운드 

이상인 개 92마리가 입양되었습니다. 

시립 보호 소인 OC 동물 관리의 인벤토리는 대부분 대형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다수는 의학적 또는 

행 동적 문제가 있습니다. 2022년 12월, 세 마리의 특별한 개가 한 달 동안의 수수료 면제 프로모션 덕분에 

휴일에 맞춰 집을 찾았습니다. 

2021년 4월 보 호소에 도착한 달 링은 OC 애니 멀 코어에서 가장 오래 머물렀던 거주자였습니다. 달 링은 

목걸이와 매달린 목줄만 채 긴장하고 혼자 돌아다니는 개에 대한 전화를 받은 후 동물 관리 관에 의해 거리에서 

구조되었습니다. 보 호소에 있는 동안 여보은 좋아하는 장난감으로 줄다리기를 하고, 목에 좋아하는 두건을 

두르고, 직원 및 자원 봉사자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. 달 링은 12 월 22 일 영원한 가족과 

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. 

  

즉시 릴리스용입니다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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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u Lu는 2021년 8월 주인이 어려움을 겪고 더 이상 돌볼 수 없게 되었을 때 OC 동물 보 호소에 도착했습니다 .  

새로운 환경에 있었기 때문에 Lu Lu는 처음에는 매우 긴장하고 무서웠습니다. Lu Lu가 더 편안해진 후, 그녀는 

긁힘과 배꼽 문지르기, 산책, 침대에서 껴안는 것을 좋아하는 달콤한 소녀로 꽃을 피웠습니다. Lu Lu와 그녀의 

밝은 눈은 12 월 20 일에 그들을 만났을 때 새로운 부모의 마음을 훔쳤습니다. 

  

2022년 8월 보 호소에 항복한 후 브루노는 OC 애니 멀 코어에서 가장 인기 있는 거주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.  

브루노는 귀머거리 있지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똑똑하고 장난 서러웠습니다. 그는 앉고 누워있는 수화를 알고 

있었고 보 호소에서 다른 개와 사람들을 만날 때 진정한 신사였습니다. 12 월 20 일, 브루노는 사랑하는 

가족으로 입양되어 여러 명의 네 발 달린 형제 자매를 물려 받았습니다. 

  

25파운드 이상의 개를 입양하는 사람들은 마이크로 칩, 예방 접종, 중 성화 또는 중성 화, 항기생충 치료를 

포함한 입양 수수료가 면제됩니다. 면제된 입양 비용에는 면허 수수료 또는 생후 6개월 이하의 강아지가 

포함되지 않습니다. 

입양 프로모션은 모든 도시의 거주자에게 제공됩니다. 주 당 400회 이상의 입양 방문이 가능하므로 잠재적 입 

양자는 오늘 (714) 9356848 전화하거나 방문 방문을 위해 들러 입양 약속을 잡을 수 있습니다. 아크 인은 



 

 

직원이 허용하는 한 선착순으로 환영합니다. OC 동물 관리에서 사용 가능한 동물을 보려면 방 ocpetinfo.com  

매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OC 동물 관리는 개가 크고 사랑스러운 개성을 과시하는 만남과 인사 

스타일의 이벤트인 파티 오의 패치에서 영원한 집을 찾을 준비가 된 개를 계속 조명합니다. 1월 내내 파티와의 

부지에는 입양 수수료 면제 프로모션을 받을 수 있는 반려견이 등장합니다. 

지역 사회가 보 호소에서 동물을 지원할 수있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cpetinfo.com/get-involved 

방문하십시오. 도움이 필요한 애완동물을 돌보는 보 호소의 노력에 도움을 제공하는 데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

쉽게 볼 수 있습니다 OC 동물 관리의 아마존 위시리스트. 

# # # 

OC 애니멀케어 소개 

OC 애니멀 케어는 오렌지 카운티에서 가장 큰 시립 동물 보호소입니다. 14개 도시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매년 

18,000마리 이상의 동물을 수용합니다. OC 동물 관리는 동물에게 피난처와 보살핌을 제공하고 인간과 동물의 

유대를 증진하며 지역 사회의 안전을 증진합니다. OC 동물 관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를 참조하십시오 

ocpetinfo.com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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